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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SS 크롬북에 대한 책임 

 
테크놀로지 기기 접속은 전형적인 수업일 뿐 아니라 학교 외 시간에도 여러가지 교육적 기회를 

열어줍니다. 필요에 따라, HCPSS 교사들은 2021-2022 학년도에도 혁신적 방법으로 레슨과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크롬북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HCPSS의 학생과 기기의 비율을 1:1 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2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학업에 사용하기 위한 크롬북을 받았거나 제공받게 되어 매일 등하교에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년 초에, 예비유치원과 킨더가튼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수업 지도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크롬북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기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정된 

크롬북을 갖고 있는 이들 학년의 학생들은 학교로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기기 반납에 대한 

지침은 자녀의 학교에서 가정들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배정된 기기를 학생이 갖고 등하교를 하기 보다 학교에 두고 다니도록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디지털 교육 센터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크롬북을 제공받게 됩니다.  

 

크롬북에 대한 의무 사항 
9월 13일 월요일부터, HCPSS는 아래 내용에 따라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기기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 가정에서 간수하고 있는 동안 분실, 도난 혹은 손상된 모든 기기에 대하여 가정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 학교 건물에서 수업일 중에 기기를 분실, 도난, 혹은 손상할 경우, 행정책임자는 조사를 실시하여 

배정된 학생이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사고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비용과 청구 절차 
• 크롬북을 도난/분실 또는 손상한 경우 크롬북 기기 비용이 포함된 도표(chart containing 

Chromebook device costs) 를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기기에 대한 청구 비용을 미납한 학생은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학교에서 사용할 기기가 

제공됩니다. 일단 납부되면 학생의 학년 수준에 맞춰, 기기를 등하교 시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IEP나 504 플랜 내에 수업일 외에 학교 밖에서 보조 테크놀로지 기기 접속이 요구되는 수업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플랜에 따라 계속 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무료나 할인 급식(free or reduced meals)을 받는 학생들은 할인된 금액의 청구서를 받을 

것입니다.  

• 가정으로 청구하기 

o 보고서 그리고/혹은 기기를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교직원에게 주고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보고 시점에서는 청구서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o HCPSS의 재정실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으로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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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배정과 관리 
• 가정에서 HCPSS학생의 이동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HCPSS Student Mobile 

Technology Duties and Obligations) 안내문을 검토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관리 요구 

(expectations around proper care)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 가정에서는 HCPSS Connect Synergy 에 있는 자녀(들)에게 배정된 기기 검토하기 (review the 

devices assigned to their student(s))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가정에 배정된 기기 목록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할 경우 HCPSS 교직원은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가정으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 가정에서는 자녀가 기기를 학교에 둘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기기 사고 보고하기 
손상된 기기: 

• HCPSS 크롬북이 손상된 경우, 학생/부모는 손상된 기기를 자녀의 학교나 HCPSS 

테크놀로지 지원 센터(HCPSS Technology Support Center. )로 갖고 오십시오.  

• 보고를 받은 교직원은 사고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후에 교직원은 보고서와 

기기를 검토하여 적절한 청구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기기:  

• 기기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교로 가능한 빨리 보고하되 사고 

날짜와 시간, 기기가 있었던 마지막 위치, 있다면 경찰 신고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북 수리 비용 

학생이 보관하는 중에 그리고/또는 학생의 방치로 인한 분실/도난 혹은 손상된 HCPSS-발급 크롬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무료 및 할인 급식 서비스 (FARMs)를 받는 

학생들은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참조 사항: 아래 열거된 아이템들은 손상의 예이며 관련 비용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고 추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단계: $25 

• 키보드의 누락된 키 

• 터치 패드가 벗겨진 경우 

• 경미한 섀시/케이싱 손상 (기기의 다른 부품에 영향 미치지 않음) 

• 카메라 고장 

• 전원 어뎁터 고장  

• 스피커 고장 

• 해당되는 기타 손상  

2단계: $100 

 

• 보통 정도의 섀시/케이싱 손상 (기기의 두 세가지 부품에 영향을 미침) 

• 해당되는 기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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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손상을 합친 파손  

 

3단계: $200 

 

• 화면 손상 

• 주요 섀시/포장의 손상(기기의 세가지 이상 부품에 영향을 미침) 

• 해당되는 기타 손상  

• 1단계, 2단계 손상을 합친 파손 

4단계 – 기기 교체: $400 

 
• 용액 고장으로 인한 기기 교체 

• 손상으로 인한 기기 교체 

• 해당되는 기타 손상  

• 1단계, 2단계, 3단계 손상을 합친 파손 

• 분실로 인한 기기 교체 

• 도난으로 인한 기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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